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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국제 연합(United Nations)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총 

인구의 7%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(aging society), 14% 

이상일때 고령 사회(aged society), 20%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

(super-aged society)로 정의하고 있는데, 한국은 이미 고령 사

회이며, 2027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[1]. 

일반적으로 노인의 심장 모양은 교과서적인 젊은 표본 “정상 심

장” 모양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, 교과서적인 “정상 심장”과 

다르게 생겼다고 하여, 건강한 노인 심장을 “비정상 심장”이라 

진단 내려야 할까? 물론 나이 자체를 질병으로 해석하는 견해

도 있다.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,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

되는데,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뒤 나이 단독으로도 10년이 

더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 대략 두 배로 증가한다(60대 

7.1%, 70대 13%, 80대 22.3%, 90대 32.5%) [2]. 그래서, 노인을 

대상으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진행할 때는 고민되는 부분이 

있다. 과연 연구에 포함된 건강한 고령자가 정상적인 노화 변화

를 가진 것인지, 질병과 연관된 변화를 가진 것인지 애매할 때

가 있고, 20대의 심장을 가진 노인이 “정상”인 것인지 철학적인 

물음이 던져지기도 한다. 그러나,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사가 

진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, 정상적인 노화(normal aging)와 나이

와 연관된 질환(age-related comorbidity)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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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이며, 노령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노인에서 흔히 동반되

는 심혈관 질환과는 치료적 측면에서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.  

때로는 임상에서 나이를 보정한 “정상” 참고치를 제시하기도 한

다[3,4]. 본 종설에서는 노화와 동반되는 심혈관계 구조 및 기능 

변화를 파악하고, 특히 비침습적으로 심장을 관찰할 수 있는 

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, 노인에서 흔한 심장 초음파 소견을 

살펴보고자 한다.

본 론

노화와 동반된 심혈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기전을 분자 또는 

세포 수준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. 분자 경

로에서는 자가포식(autophagy) 감소,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 또

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래된 활성산소(reactive oxygen species) 

증가가 주요하며[5], 이는 세포 수준에서 심근 세포의 소실, 세

포 외 기질의 리모델링(extracellular matrix remodeling), 섬유화

(fibrosis) 등의 변화로 표현된다[3,6].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에 의

한 심혈관계 변화는 잘 알려져 있는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

(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, 흡연, 비만)를 동반할 때 가속화

되어 질환으로 발현될 수 있다.

노화와 동반된 심혈관계 구조 및 기능 변화

첫째, 노화와 동반하여 심장 베타 수용체의 반응성이 감소된

다[7]. 이는 심근혈류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박수나 혈압

이 증가되지 못하게 하고, 운동시 최대 심박수나 최대 심박출량

은 감소시킨다. 그래서 최대 예상 심박수는 나이를 반영하여 설

정된다(predicted maximal heart rate = 220 - age) [4].  둘째, 노

화와 동반하여 혈관과 심근이 경화된다. 나이가 듦에 따라 동맥

과 정맥이 경화됨(stiffening)은 수축기 혈압 상승과 전부하

(preload) 유지의 비효율을 초래하고, 노인 혈압의 특징인 맥압의 

증가(pulse pressure widening)를 야기한다[8]. 심근벽은 후부하

(afterload)의 증가로 비후될 수 있다[8,9]. 경화된 심근으로 인해 

이완기 순응도는 저하되면서 이완기 충만은 상대적으로 심방수

축에 의존하게 된다. 그래서 노인에서는 심방세동처럼 심방수축

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이완기 충만 장애로 쉽게 이완기 

심부전에 빠질 수 있다[10]. 셋째, 나이가 들면서 판막 및 심막이 

퇴행으로 변한다[11]. 심장판막 중에서 특히 대동맥 판엽의 석회

성 퇴행 변화가 대표적이다. 초기 발생 기전은 죽상경화증

(atherosclerosis)과 관련되며 지질 침착, 염증, 석회화로 설명될 

수 있다[12]. 또한 노인에서 흔히 관찰되는 심막의 지방 침착 및 

섬유화는 노화에 따른 아로마타제 증가로 인한 지방세포 축척으

로 설명된다[13]. 넷째,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 반사가 저하된

다[14]. 특히 압수용기반응(baroreceptor  responsiveness)이 저하

되면서, 노인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될 수 있다. 다섯째, 노화

와 더불어 심장 전도계 이상 소견이 발생될 수 있다[15]. 동방 결

절에 있는 박동을 만드는 세포 수의 감소 및 심장 전도계 전반

에 걸친 섬유 지방 침착은 각종 전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. 또

한 좌심방 크기의 증가는 심방세동의 발생 및 유지와 밀접한 관

계가 있다.

노인에서 흔한 심장 초음파 소견

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최근 15년 동안 시행한 심장 초음

파 검사 건수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

34.9%였다(총 146,947건 중 65세 이상 51,258건[34.9%], 80세 이

상 10,991건[7.5%], 90세 이상 926건[0.6%]이었다). 이와 같이 실

제 임상에서 노인 심장 초음파를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, 

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심장 초음파 소견 및 주의

사항을 노화 기전과 연결하여 숙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.

기저부 심실중격 돌출

기저부 심실중격돌출(basal septal bulge)이란 초음파상 심실중

격 기저부 두께가 중위부보다 2 mm 이상 두꺼운 경우를 말하는

데, S자형 중격(sigmoid septum)이라 부르기도 한다. 유병률은 

전체 인구에서는 1.5% 정도이나, 70대에서는 18% 정도로 높다[16].  

노인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러한 기저부 심실중격 돌출과 동반

하여 대동맥 근위부로의 이행각이 좁은 경향도 보인다(Fig. 1). 

대부분은 혈역학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, 비후성 심근병증

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좌심실 유출로 폐쇄(left ventricular 

outflow tract obstruction, LVOTO)를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다. 

그러나, 컬러도플러 영상에서 좌심실 유출로 수축기 혈류 속도 

증강이 의심되면, 휴식 및 발살바 조작(Valsalva maneuver)을 통

해서 최대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추후 변화하는 상황에 

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(Fig. 2). LVOTO는 도플러상 좌심실 

유출로 압력차가 30 mm Hg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(휴식 시뿐만 

아니라 발살바, 기립, 운동과 같은 유발 시), 압력차가 50 mmHg 

이상일 때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LVOTO라 할 수 있다[17]. 기

저부 심실중격 돌출을 고혈압의 초기 심장 초음파 소견으로 보

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, 피검자의 고혈압 발생 여부를 주시할 



54

Clinical Ultrasound Vol. 5, No. 2, November 2020

https://doi.org/10.18525/cu.2020.5.2.52 www.clinicalultrasound.org

필요가 있다[18].

심장판막 퇴행성 변화

심장 초음파 검사상 대동맥 판엽의 비후 또는 석회화가 관찰

되나, 혈역학적으로 판막의 협착을 동반하지는 않을 때(대동맥 

판막 최대 혈류 속도 ≤2.5 m/s), 대동맥 판막 경화증(aortic 

valve sclerosis)이라 진단한다[19]. 대동맥 판막 경화증의 유병률

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며, 75세 이상에서는 37% 이상이다

[20]. 노인에서 특히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을 때, 대동맥 판막 경

화증과 더불어 경한 대동맥 판막 역류증 및 대동맥 근위부 확

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(Fig. 3). 

결국 임상적인 의미는 대동맥 판막 협착으로 이행되는 연속적인 

스펙트럼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,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

혈류 속도 및 판구 면적, 좌심실벽의 비후 정도를 함께 평가하

는 것이 도움이 된다[19].

승모판막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승모판륜 석회화(mitral 

annular calcification)를 동반하는 경향을 보인다(Fig. 2). 승모판

륜 석회화의 유병률은 70대 30%, 80대 이상은 60% 정도로 보고

되어 있다[21]. 대부분은 노인이나 투석환자에서 심장 초음파 검

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데, 치료를 요하는 승모판 협착을 야기하

는 경우는 드물다.

좌심실 이완기능 변화

도플러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의 이완기능을 평가

하는 표준 검사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, 이완기 심부전을 진단

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. 이완기 심부전의 유병률은 나이에 따

Figure 1. Basal septal bulge in 109-year-old man. A 2D parasternal 
long-axis view reveals a prominent basal septal bulge (arrows), a nar-
row aorto-septal angle (dotted lines), and prominent pericardial fat 
(arrowheads). LV, left ventricle; RV, right ventricle; Ao, aorta.

Figure 2.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flow acceleration in 88-year-old woman. (A) Apical long-axis views of 2D and Color Doppler imaging show 
flow acceleration at the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(LVOT). Asterisk shows mitral annular calcification. Continuous-wave Doppler through the LVOT 
flow at rest (B) or during Valsalva maneuver (C) gives late peaking, dagger-shaped jets, slightly increased after Valsalva provocation (peak pressure 
gradient, from 23.7 mmHg to 44.9 mmHg). LV, left ventricle; LA, left atrium; AV, aortic valv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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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증가되는데, 50세 이상 15%, 50-70세 33%, 70세 이상에서는 

50%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[22]. 건강한 노령도 좌심실 이완기능

의 변화를 보이는데, 좌심실이 경화되면서 도플러 초음파상 이

완기 초기 충만 속도는 감소, 후기 충만 속도는 증가되는 1단계

(grade 1 diastolic dysfunction)가 대표적이며, 좌심방의 크기는 커

져 있어도 압력이 증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심부전 증

상은 없으며, 이는 임상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심부전은 아니다

(Fig. 4). 이완기능 평가에 있어서 2016년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 

가이드 라인(세 가지 주요 변수: average E/e’ >14, left atrial 

volume index >34 mL/m2,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 

>2.8 m/s)을 따르고 있으며[23],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의 연

령별로 구분된(20-40세, 40-60세, 60세 이상) 정상 이완기능 참

고치도 주목할 만하다[3]. 고혈압도 없는 건강한 노령에서도 나

이에 따라, 좌심방 크기 및 삼첨판 역류 속도가 증가됨이 보고

되어 있다[24].

기능적 예비력 저하

노화는 인체 모든 시스템의 기능적 예비력(functional reserve)

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킨다. 정상적인 노화와 동반되는 혈관 경

화(vascular stiffening), 심실 이완기 순응도 저하, 자율신경 반사 

저하 등의 심혈관계 변화는 노인에서 기능적 예비력을 저하시키

는 원인이 되며,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

Figure 3. Aortic valve sclerosis in 100-year-old woman with hypertension. (A, B) A parasternal long-axis view shows mild aortic regurgitation (arrows) 
and a slightly dilated ascending aorta (dotted line). (C) A parasternal short-axis view of the aortic valve shows thickened leaflets. (D) Continuous-wave 
Doppler through the aortic valve indicates a sclerotic aortic valve with a peak velocity of 2.1-2.2 m/s, without significant stenosis. AV, aortic valve; 
LV, left ventricle; LA, left atrium; DA, descending thoracic aorta; Ao, aortic root; RCC, right coronary cusp; LCC, left coronary cusp; NCC, non-coronary 
cusp; Vmax, maximum velocity; PG, pressure gradient.

A

C

B

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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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ure 4. Grade I diastolic dysfunction with normal left atrial pressure in 92-year-old man. (A) An apical 4-chamber view shows left atrial enlargement 
(left atrial volume index of 53 mL/m2). (B) Pulsed-wave Doppler mitral inflow velocity indicates grade I diastolic dysfunction (E/A ratio ≤0.8 + E veloc-
ity ≤50 cm/s). (C) No significant resting pulmonary hypertension is calculated from the tricuspid regurgitation maximum velocity. LA, left atrium; LV, 
left ventricle; E, early ventricular filling velocity; A, late ventricular filling velocity; MV, mitral valve; TR, tricuspid regurgitation; TR, tricuspid regurgita-
tion; Vmax, maximum velocity; PG, pressure gradient.

A B C

Figure 5. Doppler Echocardiograms of 65-year-old woman undergoing propofol-based induction of anesthesia. Hemodynamic as well as echocar-
diographic monitoring is presented at baseline and 1, 3, and 5 minutes after intravenous propofol administration. (A) 2D echocardiogram, (B) Pulsed-
wave Doppler mitral inflow, (C) Tissue Doppler imaging of the septal mitral annulus, (D) Tissue Doppler imaging of the lateral mitral annulus. A “swan’s 
neck”-shaped reduction of systolic annular velocity is noted (arrows) along with a decline of systemic blood pressure after 1 minute, which is recov-
ered after 5 minutes. BP, blood pressure; HR, heart rate; BIS, bispectral index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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려, 갑작스러운 저혈압 또는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. 때문에, 

노인에서는 정맥 마취 유도제[25,26] 또는 심근을 저하시킬 수 있

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 노출 시라도 전후에 생체징후 모니터

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(Fig. 5).

결 론

이상으로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구조 및 기능 변화의 기전과 

심장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소견을 정리하였다. 고령 사회

를 살아가는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심혈관 변화

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. 노화의 진행 스펙트럼을 이

해한다면, 노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심혈관 변화는 상

호 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함으로써, 노화에 

따른 변화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노인이 건강 염려증에 빠지게 

하는 것을 막고, 국가적으로도 지나친 의료비의 상승을 막으며, 

조절 가능한 심혈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좋은 생활 습관과 운

동을 권장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노인 심장으로 이끌어가는 

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또한, 정상적인 노화를 잘 알면, 노인에서

의 병적인 심혈관 질환을 선별하여 진단과 치료의 목표 설정에

도 도움이 된다. 덧붙여, 노인에서는 기능적 예비분이 적기 때문

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늘 주의해야 한

다. 본 종설에서는 노인에서 볼 수 있는 심장 이완기능 장애를 

평가함에 있어 도플러 심장 초음파 기법을 주로 설명하였는데, 

점차 활용도를 넓히고 있는 스트레인 초음파 기법도 심근 기능 

저하를 조기에 진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[27].

중심 단어: 노화; 심장; 심장 초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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